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2005년 약 78세에

서 2015년 약 82세로 늘어났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1]. 이는 10년 사이에노년기가

4년 정도 연장되었음을의미한다. 또한 평균수명이늘어

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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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전기노인과후기노인간일반적인특성,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에있어서의차이를분석하고, 상실경험

이노후불안과우울에미치는영향에있어서전기노인과후기노인간차이를밝히고자하였다. 연구대상자는서울과경기지

역에거주하는 65세 이상의노인으로편의표집하여설문조사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6명의자료를통계분석에사용하였

다. 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일반적인특성에있어서는전기노인이후기노인에비해배우자가있는경우가더많았으

며, 다른 변인에있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둘째, 후기노인이전기노인에비해건강, 관계, 경

제, 역할에있어서의상실경험이더크게나타났으며, 노후불안은더크고, 우울은더낮게나타났다. 셋째, 전기노인의경우

건강, 경제, 역할상실이 클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노인의 경우 역할상실과 경제상실 경험이 클수록 노후불안이

컸으며, 역할상실이클수록우울이높았다. 본 연구는노년기를세분화하여노년전기와후기에적합한상실경험보완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 전기노인, 후기노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loss experience,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between young-old and old-old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effect of loss experience on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The subjects were 65 elderly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rea. First, the young-old were more likely to have spouses than the old-old. Second, old-old experience 
more loss of health, relationships, economy, and role than young-old. And old-old had higher aging anxiety and 
lower depression than young-old. Third, for young-old, loss of health, economy, and role affected depression. And 
for old-old, loss of role affected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and loss of economy affected aging anxiet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data for preparing policy and system to supplement loss experience suitable for 
young-old and old-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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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42.7%, 2040년에는 51.1%에 달할 것으로 추

정하고있다[2]. 이렇게 노년기가장기화되고 75세 이상

의 고령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65

세이상의노인을하나의동질집단으로바라보는경향이

강하여, 노인집단 내 존재하는 차이가 간과되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시

기와사건이있고, 같은사건이라도경험하는시기에따

라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장기화된

노년기의삶을이해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해야할변

인 중 하나가 바로 연령으로, 점점 노년기를 세분화하고

자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3, 4]. Neugarten, Moorn

와 Low는 75세 미만을 ‘전기 노인(the young old)’으로,

75세 이상의 노인을 ‘후기 노인(the old old)’으로 구분하

여그특징을비교하였다. 전기노인은더젊고비교적건

강하고 자주적인 생활을 하는 집단이고, 후기노인은 신

체적, 정신적 기능손상을 경험하고 그 결과 건강에 있어

서나 생활하는데 있어 의존성이 증가하는 집단이다[5].

그리고 몇몇 연구에서 노년기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서

전기노인과후기노인의삶과그경험들이다르다는연구

결과들이나타나고있다[6, 7]. 전기노인과후기노인의경

우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측면에서다른특성이나타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이 나빠지

지만고령이되면서더욱가속화되는경향이있다[8]. 그

리고 전기노인이 후기노인에 비해 건강하고 생활만족도

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9]. 하지만전기노인의경

우에도 사회적 역할의 축소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전기노인은새로운역할에대해보다잘적응

을하는경향이있지만, 후기노인은용돈부족, 신체적건

강의 악화, 심각한 삶의 사건의 경험 등의 문제에 있어

전기노인에비해취약하며[10, 11], 연령이증가하면서힘

든 순간에 곁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도 줄어들고, 이로 인

해 후기노인들은 노년기 삶에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12]. 이렇듯 몇몇 연구들을 통해서

전기노인과후기노인의삶에있어차이가밝혀지고있으

며, 따라서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상실경험에 있어

서도전기노인과후기노인간에다른양상을보일수있

으며, 이는이들의노후에대한불안과우울과같은심리

적인측면에도다른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해볼수있

다. 하지만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평균수명이늘어나

게 되면서 노년기가 연장되고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

인문제가사회문제로가시화되고있는현시점에서도아

직까지노년기를세분화하여진행한연구는부족한실정

이다.

그리고의료기술의발달과함께평균수명이연장되면

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의

노년기 삶을 살게 되었다. Newman과 Newman은 이렇

게 연장된 노년기의 시기를 “여행한 적이 없는 영역

(untravelled territory)"이라고 하였다[13].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인

고통, 불안이나우울등의정서적고통등을겪고있으며

[14, 15], 이에 고령의노년기의삶에대해좀더많은관

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노화를 이루면

서 다른 어떤 인생시기보다 많은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

에 개인의 적응능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

한시기이다[16, 17]. 고령의노인들이겪는인생사건으로

주로 건강 약화, 경제적 손실, 배우자 및 가족원의 죽음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해 신체적, 생리적

기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건강상실의 경험을 하게 된

다. 이인정은 초고령 노인의 경우에 경제문제나 가족문

제,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보다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

스가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8]. 따라

서 노년기에 있어 연령에 따라 경험하는 상실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러한 상실경험이 우울, 불안

등 노년기 심리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연

령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을것이라생각해볼수있

다. 그리고 건강기능의 약화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년기에는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자녀의 출가 등으

로 인해 관계에 있어서도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19, 20],

또한 과거에 비해 가족 내에서 연장자로써 노인들의 지

위와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서 경제적인 자원도 사라지고 이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도 망설이게 만든다. 또한 노년기

에는 배우자와의 사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랜 세월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많은 노

인들이 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21].

이렇듯 노년기에는 건강이나 재정적인 측면,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등에서 여러 상실경험을 하게 되며, 노년

기의 상실경험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

인들에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우울이나불안, 절망감등의심리적어려움을겪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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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삶에 적응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 노인의상실경험은우울과도밀접한관계가있

다. 노인이상실경험속에서잘대처하지못했을때이는

우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실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울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23]. 또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

신체적기능의쇠퇴등은노년후기로갈수록우울문제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24], 건강수준이 나쁠수록 우울할

가능성이높고, 사회적활동수준이낮은노인의경우우

울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25, 26]. 따라서상실경

험은 노년기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겪게 될 건강상 약화, 경제적

자원부족등과같은문제들은현재자신이놓인현실에

서노후를보내는것에대한두려움을갖게하고이러한

노후불안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후에

대한불안감을더많이느끼게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

다[27]. 이러한 노후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람

들의걱정이나두려움이복합된개념으로[28, 29], Lasher

와 Faulkender는 노후불안의개념을신체적건강이나경

제에대한불안뿐아니라심리적이고사회적인힘의상

실에대한차원을포함하는복합적인개념으로설명하였

다[30]. 따라서노년기의상실경험은앞으로노년기삶에

서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한 불안, 그리고 상실에 대한 불

안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상실의 경험은 많은 노인들의 심리적인 어려

움을유발하며, 노인인구가증가하고노년기가장기화되

면서이러한문제들은개인적인차원뿐아니라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실경험

을하는노인들이보다잘적응해나가고삶의질을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이루어진노년기의상실경험과심리적건강및

적응과의관계에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노인을동

질의 집단으로 보고 분석하거나 성별에 따른 경험 차이

를분석하는연구들이대부분이고, 배우자사별, 은퇴등

의 특정 상실경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31-34]. 하지만노년기에는특히비슷한시기에여러가

지 상실의 경험이 중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상실경험에대해보다통합적인관점에서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연령에따라노인들이경험하는바와그로인해겪게되

는 심리적인 부적응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들을 통해 상실경험에 있어서도 노인의 연령에 따라 경

험하는바가다를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노인

의연령에따라세분화하여노년전기와노년후기에겪는

상실경험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실경험이 노인의 우울과 노후불안 등 노년기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ugarten 등이 구분한 기준을

근간으로[35] 노인의집단을연령에따라 75세 미만의전

기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전기노인

과 후기노인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상실경험이 어떤 양

상을보이고있는지여러측면에서통합적으로살펴보고,

이러한상실경험이노후불안과우울에미치는영향에있

어서두연령집단간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

고자한다. 그리고분석결과를바탕으로노인의삶의질

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노년전기와 후

기에 적합한 세분화된 서비스 정책 및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연구는전기노인와후기노인의상실경험과노후불

안, 우울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고, 전기노인과 후기노

인이겪는상실경험이노후불안과우울에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비교분석하기위해다음과같이연구문제를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은 일반적인 특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전기노인과후기노인은상실경험, 노후불

안, 우울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은 노후

불안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표본추출은지역의노인복지관및아파트단지

내에있는경로당을이용하는노인들을대상으로편의표

집하였다. 설문조사는연구대상자본인이작성하거나연

구대상자가 신체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기어려운경우에는연구자가직접질문하고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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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대일면접방식으로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250부

의설문지를배부하였으며, 이중에서회수가안된설문

지와응답내용에있어단일응답을묻는문항에중복응답

을 하거나 응답이 누락되어 부적합한 44부를 제외하고

20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Table 1에

서 제시한 바와 같다.

Variables N(%)

age
75 over 77 (37.4)
65-74 129 (62.6)

gender
Male 89 (43.2)
Female 117 (56.8)

spouse
Yes 145 (70.4)
No 61 (29.6)

child
Yes 177 (85.9)
No 29 (14.1)

cohabitee
Yes 178 (86.4)
No 28 (13.6)

subjective health
Unhealthy 78 (37.9)
Normal 67 (32.5)
Healthy 61 (2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06)

연령은 75세 이상이 77명(37.4%), 65-74세가 129명

(62.6%)로 75세 이상 노인이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

(56.8%)이 남성(43.2%)에 비해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70.4%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85.9%가 자녀가 있었으며,

동거자가있는경우가 86.4%로 나타났다. 대부분이배우

자와 자녀가 있었으며,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을살펴본결과자신의건강에대해다른사람보다건강

이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보

통이라고응답한사람이 32.5%, 다른사람보다건강하다

고 응답한 경우는 29.6%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는 연구대상자인 노인들의 상실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노후불안을측정할수있는문항, 우울을측정할수

있는문항, 일반적인특성을묻는문항등으로구성되었다.

2.2.1 상실경험
상실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정미경과 이규미에 의해

개발된한국노인상실감척도(Korea-the Scale of Sense

of Loss for Elderly; K-SSLE)를 사용하였다[36]. 총 31

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그렇

지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5점)’까지응답하게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실경험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

는 건강상실(12문항), 관계상실(9문항), 경제상실(5문항),

역할상실(5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상실은 ‘신체적 병이 생겼다’, ‘체력이 예전보다 떨어졌

다’, 관계상실은 ‘주변사람(가족, 친구, 친척)들과 연락이

뜸해졌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경제상실은

‘예전보다소득이줄었다’, ‘생활비가모자라다’, 역할상실

은 ‘내가할수있는일이많이없어졌다’, ‘실직했다’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건강상실경험은 .75, 관계상실경험은 .65, 경제상실

경험은 .68, 역할상실경험은 .71으로 나타났다.

2.2.2 노후불안
노후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sher와 Faulkender(1993)

의AAS(Aging Anxiety Scales)를 최순옥등(2008)이 수

정보완한노후불안척도를사용하였다. 이 노후불안척도

는 4개의 요인,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37, 38].

‘상실에대한두려움’은친구를잃거나노년에겪는문제

에대한결정권을상실하는것등에대한두려움이며, ‘노

인에대한두려움’은노인과함께있는것, 노인과얘기하

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이며,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

은늙어가는모습을보는것과보이는것에대한두려움

이며, ‘심리적 불안정’은 노후생활과 노인인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

노후불안이 큰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상실에대한두려움 .78, 노인에대한

두려움 .69, 신체적 외모에대한 걱정 .67, 심리적 불안정

.74로 나타났다.

2.2.3 우울
우울감은 Wang, Berglund와 Kessler의 우울감 척도

를 번안하여 영어영문학 전공자에게 교정을 받은 후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39]. 이는 주요 우울 증상에 대한 것

으로대부분의활동에서의흥미상실, 식욕감소, 피로감이

나 활력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

어있다. 각문항에대해 지난 1년 동안 2주이상그러한

경험이 없었으면 1점, 그러한 경험이 있었으면 2점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감에 대한 연구 407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85로 나타났다.

2.2.4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일반적인특성은노인의노후불안과우

울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선행연구에서언급된

변인들로 성별, 배우자유무, 자녀유무, 동거자유무, 주관

적인건강상태[40-43]를선정하였다. 그리고이변인들을

상실경험이노후불안과우울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때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노인의 성별은 ‘남성’은 1, ‘여

성’은 0,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은 1, ‘배우자 없음’

은 0, 동거자 유무는 ‘동거자 있음’은 1, ‘동거자 없음’은

0으로더미처리하였다. 주관적건강상태는 ‘다른사람보

다 나쁘다(1점)', '보통이다(2점)’, ‘다른 사람보다 좋다(3

점)’로 3점 Likert 척도로구성하였으며점수가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상태로 생

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본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사

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일반적인특성을살

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들

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전기노인과후기노인의일반적인특성,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감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

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전기노인과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차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에

영향을미칠수있는변인들의특성을알아보기위해전

기노인과 후기노인 간 일반적인 특성에 있어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2 참조).

전기노인과 후기 노인 간에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χ2 = 12.479, p<

.001). 전기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9.1%로

대부분이배우자가있었으며, 후기노인의경우배우자가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이각각 55.8%와 44.2%로 나타났

다. 후기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많았지만

전기노인에 비해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s
Young-Old
(129)

Old-Old
(77) χ2

N(%)/M(SD) N(%)/M(SD)

gender
Male(89) 62 (51.8) 27 (35.1)

3.319
Female(117) 67 (48.1) 50 (64.9)

spouse
Yes(145) 102 (79.1) 43 (55.8)

12.479**
No(61) 27 (20.9) 34 (44.2)

child
Yes(177) 108 (83.7) 69 (89.6)

1.383
No(29) 21 (16.3) 8 (10.4)

cohabitee
Yes(178) 115 (89.1) 63 (81.8)

2.205
No(28) 14 (10.9) 14 (18.2)

subjective
health

Unhealthy
(78)

53 (41.1) 25 (32.5)
1.721

Normal(67) 41 (31.8) 26 (33.8)
Healthy(61) 35 (27.1) 26 (33.8)

*p < .05, **p < .01, ***p < .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young-old 
and old-old                              (n=206)

3.2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의 차이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간에 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

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 살펴보았다. 전기노인과 후

기노인의상실경험, 노후불안, 우울에있어서통계적으로

유의미한차이가나타났다(Table 3, Table 4 참조). 후기

노인이전기노인에비해전체상실경험이큰것으로나타

났다(t=3.339, p<.01). 또한상실경험의 4가지요인, 즉건

강의 상실(t=2.151, p<.05), 관계의 상실(t=2.897, p<.01),

경제의상실(t=2.501, p<.05), 역할의상실(t=2.780, p<.01)

모두에서 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전기노인의 상실경험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Young-Old
(129)

Old-Old
(77) t

M(SD) M(SD)
Loss Experience 2.72 (.50) 2.97 (.54) 3.339 **
Loss of Health 2.92 (.66) 3.15 (.76) 2.151 *
Loss of Relationships 2.72 (.69) 3.01 (.68) 2.897 **
Loss of Economy 2.64 (.61) 2.86 (.64) 2.501 *
Loss of Roles 2.60 (.60) 2.87 (.72) 2.780 **

*p < .05, **p < .01, ***p < .001.

Table 3. Loss experiences among young-old and 
old-old                            (n=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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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전기노인과후기노인의노후불안과우울에있

어서도차이가나타났다(Table 4 참조). 후기노인이전기

노인에 비해 노후불안은 높고(t=3.638, p<.001), 우울은

낮은(t=-3.765, p<.001)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s
Young-Old
(129)

Old-Old
(77) t

M(SD) M(SD)

Aging Anxiety 1.68 (.54) 2.00 (.65) 3.638 ***

Depression 1.65 (.38) 1.45 (.37) -3.765 ***

*p < .05, **p < .01, ***p < .001.

Table 4.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young-old and old-old          (n= 206)

3.3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

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 배우

자 유무, 자녀 유무, 동거자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변인

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4가지 상

실경험을추가하여노후불안과우울에미치는영향을살

펴보았다(Table 5 ~ Table 8 참조).

3.3.1 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통제변인은노후불안에대해

22.6%(R2 = .226, F = 7.108, p< .001)를 설명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자녀 유무(β = -.238, p< .01)와 주

관적건강상태(β = -.406, p< .001)가 전기노인의노후불

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노인

일수록,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노후불안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단

계에서 4가지 상실경험, 즉 건강상실, 관계상실, 경제 상

실, 역할상실을 추가하여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7.4%(R2 = .074, F = 5.617, p< .001) 증가한

30%(R2 = .300, F = 5.617, p< .05)를 설명하는것으로나

타났다. 하지만 4가지상실경험이각각노후불안에통계

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으

며, 1단계에서유의미한영향을미쳤던자녀유무와주관

적 건강상태도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Aging Anxiety

Step 1 Step 2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165 (-.152) -.155 (-.143)
Spouse -.119 (-.088) -.135 (-.100)
Child -.350 (-.238)** -.287 (-.196)
Cohabitee .099 (.055) .185 (.103)
Subjective health -.271 (-.406)*** -.147 (-.221)
Loss Experience
Loss of Health .041 (.146)
Loss of Relationships .026 (.084)
Loss of Economy .056 (.192)
Loss of Roles .006 (.029)
(Constant) 2.636 2.995
R2 .226 .300
Adujusted R2 .194 .247
F 7.108 *** 5.617 ***
R2 Change .226 *** .074 *
*p < .05, **p < .01, ***p < .001

Table 5. Loss experiences influencing Aging anxiety 
of young-old                       (n= 129)

Variables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014 (.018) .003 (.004)
Spouse -.189 (-.201) -.263 (-.278)*
Child -.046 (-.045) -.026 (-.026)
Cohabitee .083 (.066) .054 (.043)
Subjective health -.082 (-.175)* -.034 (-.072)
Loss Experience
Loss of Health .052 (.270)*
Loss of Relationships .035 (.162)
Loss of Economy .087 (.429)***
Loss of Roles .033 (.243)*
(Constant) 1.290 1.072
R2 .108 .297
Adujusted R2 .071 .244
F 2.946 * 5.544 ***
R2 Change .108 * .189 ***
*p < .05, **p < .01, ***p < .001.

Table 6. Loss experiences influencing Depression 
of young-old                      (n= 129)

다음으로전기노인의상실경험이우울에미치는영향

을 살펴보면(Table 6 참조), 1단계에서 통제변인이 우울

에 미치는영향력은 10.8%(R2 = .108, F = 2.946, p< .05)

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β = -.175, p< .05)가 우울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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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비해 나쁘게 인식할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수있다. 그리고 2단계에서 4개의상실경험변인을추

가하여전기노인의우울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본결과,

전체 설명력이 18.9%(R2 변화량 = .189, p<.001) 증가한

29.7%(R2 = .297 F = 5.544, p< .001)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 상실(β = .270, p< .05), 경제 상실(β = .429, p<

.001), 역할 상실(β = .243, p<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배우자유무(β = -.278, p< .05)가 2단계에서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안과 우울에

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는 Table 7과 Table 8에서보

는 바와 같다.

Variables
Aging Anxiety

Step 1 Step 2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250 (-.184) -.272 (-.200)
Spouse -.026 (-.020) -.003 (-.002)
Child -.342 (-.161) -.243 (-.115)
Cohabitee -.114 (-.068) -.304 (-.181)
Subjective health -.244 (-.306)** -.075 (-.094)
Loss Experience
Loss of Health .032 (.112)
Loss of Relationships .069 (.198)
Loss of Economy .140 (.392)**
Loss of Roles .077 (.344)**
(Constant) 2.958 3.758
R2 .142 .425
Adujusted R2 .081 .347
F 2.349 * 5.494 ***
R2 Change .142 * .283 ***
*p < .05, **p < .01, ***p < .001.

Table 7. Loss experiences influencing Aging anxiety 
of old-old                          (n= 77)

먼저후기노인의상실경험이노후불안에미치는영향

력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Table 7 참조), 1단계에서통

제변인은 노후불안에 대해 14.2%(R2 = .142, F = 2.349,

p< .05)를 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주관적건강

상태(β = -.306, p< .01)가 후기노인의 노후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노인이 자신의 건강상

태에 대해 다른 사람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노후

불안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상실경험

변인을추가하여노후불안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본결

과, 전체설명력이 28.3%(R2 변화량 = .283, p<.001) 증가

한 42.5%(R2 = .425, F = 5.494, p< .001)로 나타났다. 상

실경험 중 경제상실(β = .392, p< .01)과 역할상실(β =

.344, p< .01)이 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 경제상실경험이클수록, 역할상실경험이클

수록 노후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1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주관적 건강상태는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후기노인의상실경험이우울에미치는영향

(Table 8 참조)을 살펴본결과, 1단계에서통제변인은후

기노인의 우울에 대해 17.7%(R2 = .177, F = 3.019, p<

.05)의 설명력을갖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β 

= -.379, p< .05)와 주관적 건강(β = -.252, p< .05)이 후

기노인의우울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

다. 즉배우자가없는후기노인일수록우울이높고, 자신

의 건강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에 비해 나쁘다고 인식할

수록우울이높은것을알수있다. 그리고 2단계에서상

실경험변인을추가하여우울에미치는영향력을살펴본

결과전체설명력이 16.7%(R2 변화량 = .167, p<.001) 증

가한 34.4%(R2 = .344, F = 3.852, p< .01)로 나타났다. 상

실경험중역할상실(β = .411, p< .01) 후기노인의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노인의 경우 역할

상실이 우울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Variables
Depression

Step 1 Step 2
B (β) B (β)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007 (-.009) -.041 (-.053)
Spouse -.283 (-.379)* -.320 (-.429)**
Child .002 (.002) .051 (.042)
Cohabitee -.095 (-.099) .011 (.011)
Subjective health -.115 (-.252)* -.055 (-.121)
Loss Experience
Loss of Health .040 (.245)
Loss of Relationships .037 (.183)
Loss of Economy .052 (.254)
Loss of Roles .053 (.411)**
(Constant) 1.142 1.132
R2 .177 .344
Adjusted R2 .119 .255
F 3.019 * 3.852 **
R2 Change .177 * .167 **
*p < .05, **p < .01, ***p < .001.

Table 8. Loss experiences influencing Depression 
of old-old                          (n=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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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상

실경험, 노후불안, 우울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하고, 상

실경험이노후불안과우울에미치는영향에있어전기노

인과 후기노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

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장기화된 노년기를 연

령에따라세분화하여연령별 맞춤형제도및서비스를

마련하고,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연구의결과를중심으로주요사항을몇가지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노인의경우많은수가배우자가있는것으

로 나타난 반면, 후기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전기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

록 배우자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오늘날 자녀와의 분거가 주를 이

루고 있는데, 노년기에 오랜 세월을 인생의 동반자로 서

로 의지하며 지내오던 배우자를 잃고, 평균수명 연장으

로오랜기간을혼자지내야하는고령의노인들이겪을

수있는문제에대한대책마련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 후기노인의 경우 전기노인에 비해 건강상실,

관계상실, 경제상실, 역할상실의 경험이 더 많고, 노후불

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노인이 전

기노인에 비해 상실경험에 있어 더 취약하다는 연구의

결과를뒷받침하는결과이다[44, 45]. 향후노인의평균수

명이 더 연장될 것으로 추정하는바, 고령의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상실의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프로

그램이나세대통합적인관계속에서의역할을새롭게재

정립하고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하는방안등에대한

제도마련및서비스확대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또

한 고령의 노인들이 경제적․사회적․신체적으로 취약

한상태에서상실경험을하게될때함께유발할수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후기 노인이 전기노인에 비해 우울이

낮게나타났는데이는전해숙과강상경의연구를지지하

는 결과이다[46]. 이는 노년기 후기로 갈수록 질병이 심

화되면서우울이신체적증상으로호소되는경우가많아

오히려후기노인의우울증상이실제보다과소추정될수

있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47].

그리고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상실경험이 노후불안

과 우울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결과는 상실경험이 클수록 우울 등의 심리적인 건강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는선행연구들

[48-50]을뒷받침하는결과이다. 전기노인의경우에는역

할상실의 4가지 요인이 노후불안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4가

지 상실경험 전체는 노후불안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노인에게 있어서

도 여러 측면에서의 상실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노후

에대한불안이커지고이는삶의질에도영향을미칠수

있을것으로사료된다. 이에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상

실경험을보완할수있는대안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

것이필요하다. 그리고후기노인에게있어역할상실경험

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노인

의 경우에는 역할상실 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

에 있어서의 상실경험 또한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기노인의 경우 오랜 기간 건강

에 있어서의 문제를 겪어온 반면, 전기노인의 경우 후기

노인에비해보다건강에있어서의변화가더크게느껴

질 수 있고, 아직 경제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

한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

정에서더우울이높게나타났을수있을것으로생각된

다. 따라서 전기노인의 경우 역할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하는 방안이나, 재취업 등을 통

해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실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들의 심

리적으로건강한삶을이룰수있도록하는데도움이될

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후기노인의경우에는건강상의

문제등으로유임금노동을하는데있어서는제약이있을

수 있으므로, 고령의 노인의 고령의 노인의 노후불안을

줄이기위해재정적인안정을위한국가적인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기반으로 추후

연구에대한제언을하고자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전

기노인과후기노인의상실경험과노후불안및우울에대

해살펴보고상실경험이노후불안과우울에미치는영향

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상실경험

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는 노인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이 상실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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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리적인건강을이룰수있도록긍정적인영향을미

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는 노인집단을 연령에 따라 전기와 후

기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앞으

로평균수명이지속적으로늘어나게되면서초고령의노

인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므로 75세 이상의 노인을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타당한 통계분석을 위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척도

문항수의 5~10배의 연구대상자의 자료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수 그보다 적어서 연구결과의

타당도가 저하될 수 있고,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노인 전

체의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제한점

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의 상실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을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행된 연구와는 달리 노년

층을 세분화하여 상실의 경험과 노후불안 및 우울에 있

어서의 차이를 밝혔고, 상실경험을 건강, 관계, 경제, 역

할부분에서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

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기노인과 후기노

인이 상실경험 속에서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 필

요한 맞춤형의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차원

에서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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